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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3월에 이미 발효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양자
간 FTA와 2009년 5월 발효된 한·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ASEAN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
장되었다. 본 연구는 3국의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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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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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손기태․김민희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서비스산업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는 이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2008년 싱가포르는 1인당 GDP 5
만 347.1달러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5.6%였고, 이에 반해 같은 해 인
도네시아는 1인당 GDP 3,705.1달러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에 크게 못미치는 38.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서
비스산업 비중에서 1인당 GDP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최근 수치
와 비슷했던 시기에도 싱가포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항상 50%를 초과
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비교우위가 극히 낮은 도
시국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고부가가치 서비
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경제성장동력의 핵으로 삼으려는 공통점을 보인
다. 단 시기상 1인당 GDP가 높은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보다 이 정책을
더 일찍 시작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고부가가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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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산업을 경제성장의 주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1인당 GDP에 따른 경제성장단계나 사회간접자본 여건에 비
추어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광물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산업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단계성을 보여 싱가포르의 서비스
산업은 거의 완전히 개방된 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기조가 자
리잡고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인식되면서 세 국가
모두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발전단계를 간략히 파악하는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3
국의 주요 서비스산업인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하
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국은 이미 우리나
라의 대ASEAN 무역 및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
ㆍASEAN FTA 발효로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되는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등의 서비스산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세 국가와의 교역에서 아직까지 상품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힘입어 앞으로 서비스 교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향후 ASEAN 지역의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ASEAN 국가 중에서도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각 국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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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국
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에서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에도 지리 및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고 문화 및 종교적으로도 유사하다. 이와 같이 3국은 대내외적으로 많
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위치해 있어
비교연구에 흥미로운 주제를 제공한다. 경제발전단계의 척도에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GDP를 통해서 볼 때
싱가포르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말레이시아는 개발도상국 중 앞서
나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의 서비스산업구조에 대한 이해는 서비
스산업 자체의 발전단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를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단계 파악도 본 연구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겠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3국의 서비스산업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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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우리 기업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여이다. 3국은 현재 우리나
라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2008년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입액은
총 902억 달러였고 이 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교역비중은
각각 27.3%, 21.3%, 17.4%로 1~3위를 차지하였다.1) 같은 기간 ASEAN
지역에 이루어진 157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가 각각 21.3%, 16.2%, 7.9%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는 이 부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다.2)
현재 우리나라와 3국 간 상품무역과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자
간 서비스산업이 차츰 개방되면서 향후 서비스산업 교역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양자간 FTA는 2006년 3월 이미 발
효되었고, 2009년 5월 한ㆍ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우
리 기업이 ASEAN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
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상품 생산의 중간재로 쓰이는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등의 서비스산업에 진출하여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 간
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
에 진출하고, 중기적으로는 그 외 국가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진출하는 것
이 바람직한 교역전략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략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서비스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불가결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 3국의 경제 규모 및 구조를 주변국과 비교하여 이 세

1)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베트남이 31.0%로 1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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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3장부터 5장에서는 연구
의 초점을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집중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제시한 후, 연
구의 초점을 금융, 유통, 운송, 통신의 개별 서비스부문에 맞춰 이 부문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나아가 6장에서 우리 기업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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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주요 경제지표 비교

본 장에서는 3국의 GDP를 비롯하여 재정수지, 대외경제,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지표를 다른 ASEAN 국가 및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3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GDP 및 경제성장률
가. GDP 및 1인당 GDP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ASEAN의 실질 GDP는 2007년 7,200억 달러였고 이 중 싱가포르(1,500억
달러), 말레이시아(1,500억 달러), 인도네시아(2,100억 달러)가 70%를 차지
하였다. 3국과 태국의 GDP가 1,000억 달러를 넘는 반면, 나머지 국가의 실
질 GDP는 3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여 ASEAN 경제 내 경제규모 편차
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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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ASEAN 국가의 실질 GDP(2007년) ❚
(단위: 십억 달러)

주 :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인당 GDP 측면에서도 ASEAN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간 역내 편차가
크다. 2007년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5만 달러 이상이었으나,
1만 3,000달러를 기록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1인당 GDP는 1
만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ASEAN 국가 중 경
제규모(실질 GDP 2,100억 달러)가 가장 크지만 2억 3,500만 명3)이라는 많
은 인구로 인해 1인당 GDP는 ASEAN 10개국 중 5위를 기록하였다.

나. 경제성장률
ASEAN 국가 중 선발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이후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세계경
기 침체 및 국제유가 폭락 등의 이유로 경제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3국은 외
국 자본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출과 투자를 동시에 늘리는 정책

3) 2007년 기준 US Census Bureau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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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다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이 비록 과잉투자로 이어져서 3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했지만 싱가포르는 건실한 경제기반으로, 말레이
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높은 성장잠재력 등을 발판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전까지 다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 그림 2-2. ASEAN 국가의 1인당 실질 GDP(구매력평가 기준, 2007년) ❚
(단위: 달러)

주: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표 2-1. ASEAN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단위: %)
1990년

1997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싱가포르

9.2

8.3

-1.4

10.1

7.3

8.4

7.8

1.1

인도네시아

9.0

4.7

-13.1

4.9

5.7

5.5

6.3

6.1

말레이시아

9.0

7.3

-7.4

8.9

5.3

5.8

6.3

4.6

한 국

9.2

4.7

-6.9

8.5

4.2

5.1

5.0

2.5

태 국

11.2

-1.4

-10.5

4.8

4.5

5.1

4.8

2.6

필리핀

3.0

5.2

-0.6

4.4

5.0

5.4

7.2

4.6

베트남

5.1

8.2

5.8

6.8

8.4

8.2

8.5

6.2

주: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2008년은 추정치이다.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8), Ke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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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량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상당 부분 극복한 시기로 판단되는 2000년
과 세계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7년 기간 동안 3국 중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M2로 측정한 통화량이 120% 이상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에
서는 통화량이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증가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
도 싱가포르에서만큼 통화량이 적절히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통화량 팽창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화량이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에 비해서 지나치게 빠르게 팽창하여,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
87.1%4)나 증가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나치
게 빠른 통화량 팽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도네시아의 저축과 투자액, 나
아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보다 더 빠른 통화량 증가와 함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 그림 2-3. 주요 ASEAN 국가의 2000년대비 2007년 통화량(M2) 증가량 ❚
(단위: %)

주: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DB(2009), Key Indicators.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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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지
ASEAN 국가의 재정수지는 대체로 양호하다. 2006~08년 평균 브루나이
와 싱가포르는 흑자재정을 기록한 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의 재정
적자는 3%를 초과하였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연금 등의 수단으로 유도하였기 때문에 7.8%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
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세수입이 증가
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을 각각 3.7%와 0.8%로 줄였다.

❚ 그림 2-4. ASEAN 국가의 GDP대비 재정수지(2006~08년 평균) ❚
(단위: %)

주: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8), Key Indicators.

4. 대외경제
가. 해외의존도
ASEAN 국가의 선발주자는 197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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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외자유
치 및 수출지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다른
ASEAN 국가보다 무역의존도(GDP대비 수출입)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이 국가 외의 국가도 수출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모든 ASEAN
국가의 무역의존도가 1990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태국(1990년 65.7%에서 2007년 119.3%), 베트
남(1990년 79.7%에서 2007년 157.3%), 캄보디아(1990년 17.8%에서 2007
년 110.1%) 등의 무역의존도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그림 2-5. ASEAN 국가의 무역의존도 ❚
(단위: %)

주: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2008), Key Indicators.

나. 무역
2007년 모든 ASEAN 국가의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로 캄보디아,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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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392억 달
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면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3.5%에
달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유가 및 고무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 2007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14.6% 증가한 292억 달러
를 기록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루피아를 평가절하한 인도네시아 역
시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상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고무, 주석 등의 원자
재 수출비중이 큰 인도네시아는 2004~05년에 비해서 2006~07년에 경상수
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표 2-2. ASEAN 국가의 경상수지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경상수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 국

28,174

14,981

5,385

5,876

4.1

1.9

0.6

0.6

싱가포르

19,888

27,468

35,383

39,209

18.1

22.7

25.4

23.5

인도네시아

1,564

278

10,859

10,492

0.6

0.1

2.9

2.4

말레이시아

15,079

20,693

25,490

29,209

12.1

15.0

16.3

15.6

브루나이

2,896

4,038

5,232

4,980

36.8

42.4

45.6

-

캄보디아

-435

-606

-521

-670

-8.2

-9.6

-7.2

-7.8

라오스

-189

-536

-453

-769

-8.0

-17.8

-13.7

-19.7

미얀마

251

444

1,032

1,803

2.4

3.7

7.1

9.1

필리핀

1,628

1,984

5,347

7,119

1.9

2.0

4.5

4.9

태 국

2,767

-7,642

2,315

14,049

1.7

-4.3

1.1

5.7

베트남

-1,564

-497

-164

-6,992

-3.4

-0.9

-0.3

-9.9

주: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이 아니지만 비교 목적을 위해서 포함한다.
자료: UN COMTRADE.

다. 외국인직접투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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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중반 2차 석유파동 후 유가폭락을 겪
으면서 원유의 수출비중을 줄이고 제조업으로의 다변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007년 GDP 디플레
이터 적용시 ASEAN 전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496억 달러로
싱가포르에 약 241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66억 달러, 34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이 외에 최근 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도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외국인직접투자가 태국
에서 이루어졌다.

❚ 표 2-3. 대ASEAN 국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백만 달러)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싱가포르

1,851.6

5,574.7

16,484.5

11,664.2

13,930.2

24,137.1

말레이시아

1,725.3

3,939.5

3,787.6

2,358.9

3,411.4

6,615.9

인도네시아

1,668.1

4,444.4

-4,495.0

-397.1

5,261.4

3,443.7

브루나이

n/a

9.1

549.2

3,356.6

208.5

119.6

캄보디아

n/a

n/a

148.5

79.8

325.8

665.0

라오스

n/a

72.8

34.0

14.0

16.8

176.1

미얀마

11.0

1,782.0

208.0

136.8

89.7

111.6

필리핀

983.9

1,272.7

2,241.3

425.8

1,423.4

2,079.6

태 국

427.5

3,764.9

3,356.5

5031.9

7,179.2

7,875.7

베트남

n/a

911.6

1,286.0

1279.6

1,523.9

4,376.3

자료: UNCTAD Star FDI.

금융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분야가 발달된 싱가포르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의 93%가 서비스산업에 투자되었다. 반면 수출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고 제
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광공업(37%)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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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고 비슷한 비율로 제조업에서 32%, 서비스산업
에서 30%의 투자가 발생하였다. 싱가포르보다는 늦지만 인도네시아보다는
일찍 제조업 성장에 힘쓴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45%로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 그림 2-6. 3국의 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
(단위: %)

자료: ASEAN Secretariat-ASEAN FDI Database(2007).

5.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가. 무역
2008년 우리나라는 중국과 EU 다음으로 ASEAN과 많은 교역을 하였다.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싱가포르로 교역
액 규모가 203억 달러(수출 134.1억 달러, 수입 68.8억 달러)였고,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159억 달러와 129억 달러로 싱가포르의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및 선박, 반도체 수출로 대싱가포르 무역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는 천연가스, 원유,
석탄과 같은 자원을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2002년 이후부터 대말레이시아와
대인도네시아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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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우리나라의 대ASEAN 국가 수출입 추이(GDP 디플레이터, 1999년=100) ❚
(단위: 백만 달러)
1999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 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출

4,921.8

3,908.7

6,385.1

8,192.3

10,106.0

13,412.8

수입

2,311.7

3,175.9

4,584.3

5,082.1

5,801.4

6,883.6

수출

3,647.4

2,979.8

3,972.6

4,512.6

4,824.2

4,770.1

수입

3,155.3

3,741.9

5,182.5

6,252.6

7,139.8

8,157.4

수출

2,538.7

2,911.7

4,349.7

4,207.4

4,880.3

6,531.1

수입

3,986.9

4,373.3

7,055.6

7,639.1

7,707.8

9,319.1

수출

1,734.6

2,162.3

2,914.5

3,665.7

3,795.9

4,757.5

수입

1,067.8

1,576.3

2,318.0

2,873.5

3,187.7

3,524.8

수출

3,128.7

2,731.4

2,775.6

3,393.3

3,738.4

4,129.5

수입

1,158.7

1,729.0

1,996.6

1,887.7

2,062.1

2,551.6

수출

1,445.2

2,074.2

2,958.4

3,390.7

4,871.5

6,425.1

수입

264.2

435.4

598.3

798.5

1,176.9

1,677.0

수출

80.2

106.7

124.4

177.1

238.0

242.4

수입

5.1

2.8

5.2

4.7

7.5

11.9

자료: 무역협회, Kita.net.

나. 투자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에 대한 유인이 커지면서 우리나
라의 ASEAN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
와 태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8년까지 ASEAN 국
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8년 해외직접투자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대베트남 투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싱가포르의 해
외직접투자액은 4.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는 4.1억 달러, 말레이
시아는 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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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우리나라의 대ASEAN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실적(GDP 디플레이터, 2006년=100) ❚
(단위: 건, 백만 달러)
2006년

구

2007년

2008년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싱가포르

35

304

58

488

62

488

인도네시아

122

148

127

227

138

406

말레이시아

37

51

62

150

40

281

필리핀

111

61

135

105

104

164

태 국

62

74

62

138

50

82

베트남

277

587

408

1,207

292

1,011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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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전체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싱가포르에서는 농업부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지리적 특성상 무역이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 유통 등 무역 관련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이 싱가포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크다. 1960년에 이미 서비스 생산의 대GDP 비율이 58.5%였고, 그 비율이
가장 낮았던 1971년에도 서비스 생산은 GDP의 51.3%를 차지하였다. 이후
서비스부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GDP의 65.6%가 서비스 생산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은 1980년 말부터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는 1985
~86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을 경험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상품수출
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싱가포르 정부가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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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싱가포르 실질 GDP 및 서비스 생산 비중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나. 서비스산업의 구조
싱가포르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서도 도소매, 운송, 저
장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부문 내에서도 무역 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도소매 중에서는 도매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영업수입과 부가가치 면에서 소매는 도매의 3.2%와 11.2%
에 불과하였다.5) 또한 도매 중에서도 해외부문의 도매 비중이 커서, 2006년
석유의 포함 유무에 관계없이 해외부문 도매는 전체 도매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을 기록하였다.6) 운송, 저장에서도 무역의 주된 수단인 해상운송이 2007

5) Economic Surveys Series: The Services Sector.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9.
6) Overview of Singapore's Wholesale Trade Sector.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08.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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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체 운송의 영업수입과 부가가치의 62.9%와 56.2%를 차지하였다.7)

❚ 그림 3-2. 싱가포르 주요 서비스산업의 실질 GDP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경제규모에서 서비스 생산의 비중이 높고,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이 산업
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06년 싱가포르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70%
가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도 81.5%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금
융, 보험, 도소매, 호텔, 음식점에서 이루어졌다.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7) Economic Surveys Series: Transport & Storage Services.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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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부문별 대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비중(2006년) ❚

주: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3,640천 억 싱가포르달러이다. 자료 출처와 서비스산업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 2-5]와 차이가 있다.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서비스 생산은 GDP의 2/3를 차지하고 이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노동생산성은 상품 생산의 노동생산성보다 낮다. 그리
하여 활황기인 1999~2000년과 2002~04년 상품 생산의 노동생산성이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반해 서비스 생산의 노동생산성은 이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의 노동생산성은 상품 생산의 노
동생산성만큼 변동폭이 크지 않아 2001년, 2008년과 같은 불황기에도 두 해
모두 노동생산성이 -3.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는 서
비스 생산의 노동생산성성장률이 상품 생산의 노동생산성성장률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그 변동폭이 작은 이유로 1992~2008년 중 이 두 부문의 노동생
산성성장률은 각각 3.2%와 2.3%로 활황기 때만큼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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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싱가포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감률 추이 ❚
(단위: %)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마.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
서비스 생산과 상품 생산의 노동생산성성장률이 비슷한 만큼 이 두 부문
의 임금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조업의 평균 월급과 서비스 생산 전체의 평균 월급은 산업 전체의 평균 월
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생산부문 간 월급격차보다 서비스 생산
내의 월급격차가 오히려 크다. 금융을 포함해서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정
보통신기술에 힘입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에서 평균 월급이 높고 정
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적게 받는 부문의 평균 월급이 낮다. 2008년 월급 분
포의 양극단에 위치한 금융부문과 호텔 및 식당 부문의 임금격차는 5,649싱
가포르달러(=7,153싱가포르달러－1,504싱가포르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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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싱가포르 부문별 서비스산업 월급(2008년) ❚
(단위: 싱가포르달러)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1) 금융감독8)
싱가포르에서는 통화감독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맡고 있고 금융감독은 충격모형(impact
model)과 위험모형(risk model)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 중 충격모형은
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싱가포르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주는 충격을

8) 싱가포르에서는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금융감독활동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
사점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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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데 반해 위험모형은 각 금융기관의 투자형태와 자산구조 등을 참
고하여 해당 금융기관 자체의 위험을 측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MAS는 한
기관 내외의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률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
고 위험률이 낮은 회사에는 영업의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을 감독한
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융감독이 엄격하여 MAS는 바젤자
기자본협약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보다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바젤자기자본협약은 1등급과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최소한 각
각 4%와 8%를 권고하지만 MAS 요구수준은 이보다 높은 6%와 10%이다.

2) 은행
상업은행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기본적인 상업은행의 역할 외에도 금융
자문, 보험중개, 자본시장서비스를 수행하는 겸업은행(universal bank)이 될
수도 있다. 상업은행은 허가의 종류에 따라 종합은행(full bank), 도매은행
(wholesale bank), 또는 역외은행(offshore bank)으로 분류된다. 종합은행은
은행법이 허가하는 모든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매은행은 싱가포르
달러 소매은행업무를 할 수 없다. 역외은행은 싱가포르달러 소매은행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단위(DBU: Domestic Banking Unit)에서
내국인과 거래 시 도매은행에 비해서 다소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아시아통
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9)를 통해서는 역외은행도 종합은행과
도매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상업은행 외에 자산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소하지만 종금사와 단자회
사도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다. 종금사의 업무는 재무관리, 증권인수, 채권발
행, 인수합병, 포트폴리오 투자관리 등을 포함하고 대부분의 종금사는 ACU
를 만들어 아시아달러시장에서 상업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단자회사는 자동

9) ACU는 아시아달러 시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외환 거래 부기에 필요한 회계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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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 내구 소비재 할부와 같은 소규모 융자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위험관리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한 5,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무담보 신
용을 제공할 수 없고 외환이나 금과 같은 귀금속, 외환표시 주식 및 채권을
거래할 수 없다.
상업은행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였다. 상업은행은 1997~98
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의 충격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과거보다 더 가파른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상업은행과 종금사가 이용하는 아시아회계
단위의 자산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의 세계경제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
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그림 3-6. 싱가포르 은행부문 자산/부채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자료: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각 년도),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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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싱가포르에서 보험회사는 등록보험회사(registered insurer), 허가재보험회
사(authorized reinsurer), 외국보험회사(foreign insurer)로 분류된다. 등록보
험회사는 다시 직접보험회사(direct insurance), 재보험회사(reinsurance), 종
속보험회사(captive insurance)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재보험회사는 재보험업무만 할 수 있
다. 직접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가 해당 기업 외부의 위험에 대처한다면, 종
속보험회사는 주로 해당 기업의 자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직
내부에 세운 보험회사이다. 대상이 다르지만 종속보험회사도 기업의 직접보
험과 재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허가재보험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해외재보험회사를 일컫는데, 이 회사 역시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았지만 싱가포르 내에서 활동
하는 보험회사를 해외보험회사라고 하는데 현재 로이드아시아(Lloyd's Asia
Scheme)가 유일한 해외보험회사이다.

❚ 그림 3-7. 싱가포르 보험부문 자산/부채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자료: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각 년도),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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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문 중 생명보험부문에서 일시불 보험료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 10
여 년 동안 비생명보험부문에 비해서 생명보험부문이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자산규모 면에서 보험은 상업
은행의 17.2%에 그쳐 아직 싱가포르 금융부문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4)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회사가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
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회사의 국내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은 소매은행을 제외하고 영업상 국내은
행과 외국은행을 구분하지 않는다. 보험부문에서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회
사가 동일한 건전성 규제와 시장의 행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회사의 국내 금융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몇몇 장치가 마련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상업은행은 싱가포르 내 1개 사무소만 운영할 수 있
고 은행 사무소나 점포를 새로 설립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MAS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한은 종금사와 단자회사에도 해당한다. 또한 외국
은행이 신규영업을 할 때 더 이상 종합은행이나 도매은행을 설립할 수 없고
해외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로만 설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상의 제약 외에도 외국상업은행과 외국단자회사가 점포 외
부에 현금출납기(ATM)나 ATM 네트워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점 역시
외국금융기관의 싱가포르 금융시장 잠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외국도매은행
과 역외은행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부터 외화정기예금만 수취할 수 있어서 이
두 은행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은행이 싱가포르달러를 취급
할 때 비거주자에 한하여 1회 예치금이 25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만 수취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두 은행의 소액예치업무가 제한되어 있
다. 또한 역외은행은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2억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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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없어 이 은행의 고액대출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은행 소유에도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있다. 외국인은 싱가포르인 소유 보
험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해당 보험회사 지
분의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비슷한 제한이 송금소나 환전소에도 적용
된다.

나. 유통
1) 도매
도매는 크게 국내도매와 해외도매로 구분된다. 국내도매는 국내외 공급자
나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가공 없이 국내 도소매상 또는 제조업
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일컫는다. 이 상품을 해외로 도매수출, 역외거래, 재수
출, 환적할 때 이를 국외도매라고 한다.
❚ 그림 3-8. 싱가포르 도소매 영업수입 및 고용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명)

자료: Singstat Time Series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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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유통부문에서 고용자 수 또는 영업수입 면에서 도매가 소매보
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장속도도 빠르다. 2007년 24만여 명이 도매에
종사하면서 1조 2,183억 싱가포르달러의 도매영업수입을 올린 데 반해 소매
는 도매 고용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10여만 명이 396억 싱가포르달러의 거
래를 했다. 또한 1985~2007년 사이 도매영업수입은 실질가격으로 연평균
56.2% 성장한 데 반해 소매영업수입은 연평균 8.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1998~2008년 동안 해외도매는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해외도매가 63.7% 성장하였고, 부문별로 전자부품은 586%,
통신 및 컴퓨터 부문은 627%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도매는 상대적으
로 저조하여 같은 기간 24.1%의 저조한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 그림 3-9. 싱가포르 주요 부문 실질가격 해외도매지수 추이(2007년=100) ❚

주: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2006년 Annual Survey of Wholesale Trade에서 해외도매부문 중 매출비중 큰
4개 부문을 선정하였다. 이 네 부문 중 석유 및 석유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도매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09),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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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국제무역허브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International Enterpise Singapore)은 2001년 6월 세계무역인프로그램
(Global Trader Programme)을 개시하였다. 현재 7개의 세계 10대 에너지기
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아시아무역본부를 두고 있다. Seagate,
Texas Instruments, Qualcomm, Infineon과 같은 세계 주요 전자회사가 싱
가포르에 세계 또는 지역 유통센터를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전자제품
은 국외도매 중 석유 및 석유제품 다음으로 큰 판매비중을 보인다.

❚ 그림 3-10. 싱가포르 주요 부문 실질가격 국내도매지수 추이(2007년=100) ❚

주: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2006년 Annual Survey of Wholesale Trade에서 해외도매부문 중 매출비중 큰
4개 부문을 선정하였다. 이 네 부문 중 석유 및 석유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도매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09),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 소매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VivoCity, Suntec City Mall, Ngee
Ann City, Wheelock Place, Wisma Atria, Heeren, Paragon Shopping
Centre 등의 대형쇼핑몰이 소매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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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켓, 하이퍼마켓, 체인점 등이 싱가포르 교외와 교내에서 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기존 소매점이 계속해서 개축 또는 증축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소매 중 백화점과 가구 및 가정용품 부문이 꾸준히 성장하
였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문은 대체로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자동차 소유, 유
지, 이용에 따른 높은 부담 때문에 최근 자동차부문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 그림 3-11. 싱가포르 주요 부문 실질가격 소매지수 추이(2005년=100) ❚

주: 기타 부문을 제외하고 2004년 Annual Survey of Retail Trade에서 소매부문에서 매출비중 큰 4개 부
문을 선정하였다. 이 네 부문 중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계 및 귀금속이 가장 작은 비중
을 차지한다.
자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09),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싱가포르 정부는 소매를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
적인 예가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과 소매점연합
(Singapore Retailers Association) 등 다수 기관이 1994년부터 매년 주관
하고 있는 싱가포르 대세일(Great Singapore Sale)이다. 5~7월 중 8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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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이 행사기간에 주요 상점과 쇼핑몰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또는
특정 주말에는 자정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은 관광객특별카
드(Tourist Privilege Card)를 통해서 의류, 귀금속, 전자제품 등을 특별할인
가로 구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싱가포르 정부는 도소매부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 통신
1) 유무선통신
통신서비스는 통신시스템시설의 소유 유무에 따라 크게 시설기반(facilitiesbased), 서비스기반(service-based) 서비스로 구분된다. 통신시스템을 소유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를 시설기반서비스라 하고, 기업이 통신시스
템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서비스기반서비스라 한다. 2000년 4월
통신시장이 전면자유화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 기업 모두 싱가포르에
서 시설기반서비스나 서비스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화조치에 따라 과거 독점기업이었던 SingTel은 MobileOne이나 정부
연계기업인 StarHub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투
자자본이 많이 들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유선통신부문에서 SingTel은 여전히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2009년 1분기 이 시장의 90.5%를 점유하고 있
다.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국(IDA: Inf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은 SingTel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고 고객의 서비스제공자 전환
을 돕기 위해서 SingTel의 경쟁사가 SingTel의 시설과 연결하고자 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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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기초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IDA는 이 가격과 SingTel
시설연결약관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돕고 있다.

❚ 표 3-1. SingTel의 부문별 시장점유율(2009년 1분기) ❚
(단위: 천 명, %)

가입자
유선통신

시장점유율

1,697

90.5

개

인

933

84.3

기

업

764

99.3

498

48.8

2,976

46.4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2009. 6. 5), Regulatory Development- IDA Offers Some
Freedom over SingTel Licence Obligations.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부문부터 통신서비스제
공자 수가 증가하였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유선통신의 경우, 과거
SingTel의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현재 StarHub이 SingTel과 경쟁을 벌이는
복점구조를 띠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에서는 이 두 개의 서비스 제공자 외에
MobileOne이 시장점유율을 차츰 높이면서 이 시장은 이제 과점형태로 전환
되고 있다. 유무선통신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서비스나 음
성서비스 부문은 이미 완전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 3-2. 싱가포르 통신서비스제공자 현황(2008년) ❚
유선전화
서비스제공자

무선전화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음성
서비스제공자

IP전화
서비스제공자

2

3

87

379

37

자료: IDA, Key Telecom Marke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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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와 인터넷10)
인적자본 증대와 기업경쟁력 향상에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싱가포
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의 최첨단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 최초의 전국적 멀티미디
어 통신망인 Singapore ONE으로 1998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전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여 국민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전국적으로 1Gbps 이상의 다운로
드 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6년 3
월 차세대 전국초고속인터넷망(Next Gen NBN: Next Generation National
Broadband Network)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8년 주택거주자의 컴퓨터보급률은 80%이고, 특
히 개인주택거주자의 경우 보급률이 94%에 달한다. 같은 해 인터넷보급률도
컴퓨터보급률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전체 주택거주자의 76%, 개인주택거주
자의 경우 91%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11)
싱가포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금융,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 교육과 같은 지식집약
분야에서 거의 모든 기업이 컴퓨터, 인터넷, 광통신, 웹현실화와 같은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3)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싱가포르에서는 통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
제가 거의 없다. 단 기본통신과 이동통신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지분 참여는
73.99%(직접투자 49%, 간접투자 24.99%)로 제한되어 있다.

10) 컴퓨터와 인터넷은 방통융합의 차원에서 통신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컴퓨터서비스만 본다면 이는 사업서비스
의 영역이다.
11) IDA, Annual Survey of Infocomm Usage o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fo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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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싱가포르 산업부문별 정보통신 이용률(2008년) ❚
(단위: %)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인터넷

웹현실화

정보통신

98

98

96

79

금융보험

94

89

83

38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93

88

83

46

교 육

86

84

70

65

행정, 보조

85

83

79

47

보건, 사회사업

81

77

64

36

부동산, 임대

76

72

63

26

도소매

75

71

63

33

건 축

72

67

57

16

제 조

72

65

58

30

예술, 연예, 오락

71

66

62

45

운송, 저장

69

65

57

29

호텔, 음식점

58

51

46

36

기타 서비스

52

48

42

33

기타

71

71

66

35

자료: IDA, Annual Survey on Infocomm Usage by Enterprises for 2008.

무엇보다도 통신시장은 경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경쟁법보다 시장경쟁
도입의 강도가 낮은 자체규제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SingTel이 시장경쟁을 억제하려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어 SingTel은 자사가 관리하고 있는 송전관을 경쟁사가
공용하기 어렵게 하거나 경쟁기업의 SingTel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
기업이 SingTel 소유의 회로를 이용하여 가정과 기업에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 운송
1) 육상운송
싱가포르 교통부(Singapore Ministry of Transport)가 운송정책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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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고 육상(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 해상(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항공운송(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에 필요한 법정기관(statutory board: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 해당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좁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철(Mass Rapid System), 버스, 택시로 구성된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주축인 버스와 전철 이용을 2009년까
지 일원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각각 독점과 복점의 형태를 보이
고 있는 전철과 버스부문과 달리 택시부문에는 완전자유경쟁이 도입되어 택
시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8년 9월 택시요금이 전면 자유화
되었고, 2003년 6월에는 택시산업 전체가 자유화되어 차량확보, 안전, 고객
만족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만 만족시키면 어떤 회사도 택시부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교통 개선 외에 싱가포르 정부는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
다.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이미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도로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로가 꾸준히 증설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 철로 길이는 2배 이상 증가하여 2008년 그 길이가
138.2km에 달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량할당제(Vehicle Quota System)와 전자도로가
격제(Electronic Road Pricing)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 5월에 도입된 차
량할당제는 경쟁입찰로 차량등록허가증(Certificate of Entitlement)을 구입
한 사람만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입찰의 투명성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도로가격제는
차종, 위치, 시간에 따라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의
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수입은 대중교통 투자에 쓰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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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증가 억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및 스테이션
왜건의 등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자동차 및 스테이션왜건 등록
건수는 전체 인구의 11%에 그쳤다.

❚ 그림 3-12. 싱가포르 도로와 철로 길이 추이 ❚
(단위: 차선-km, km)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Annual Figures on Transport Infrastructure.

❚ 그림 3-13. 싱가포르 차량별 등록대수 추이 ❚
(단위: 수)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Figures on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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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운송
PSA(과거 Port of Singapore Authority)와 주롱항구(Jurong Port)가 운
영하는 싱가포르항구(Port of Singapore)는 200여 개의 해운을 통해 전 세
계 600여 개의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2005년에 홍콩항구를 제치고 세계 최
대항구가 된 싱가포르항구는 2008년에도 3,000만TEU12)의 컨테이너가 이
항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싱가포르항구는 2,800만TEU를 기록한 상하이항
구를 근소한 격차로 제치며 세계 최대항구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컨테이
너 톤수와 함께 입항선박 톤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입항선박 톤수는
16.2억 톤에 달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컨테이너와 선박이 싱
가포르항구를 통과하지만 항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싱가포르항구
에서 정체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싱가포르항구는 항만서비스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싱가포르항구는 매년 최고의 아시
아항구에 주는 Asian Freight and Supply Chain Awards를 총 23회 중 21
회 수상하였다. 이 외에 싱가포르 선박 등기소(Singapore Registry of
Ships)는 세계 10대 등기소로 현재 총 4,370백만 톤, 3,000개 이상의 선박
이 이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다.13)

3) 항공운송
2008년 11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항인 창이공항(Changi Airport)을
통해서 81개의 항공사가 60개국, 188개 도시로 주당 4,466편의 항공편을
운행했다. 또한 2008년 중 3,770만 명이 창이공항을 이용하였고, 186만 톤
의 화물이 이 공항을 통과하였다.14)

12) TEU는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약 6.1m)의 컨테이너를 뜻한다.
13)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홈페이지 내 The Singapore Registry of ships.
14)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AS Annual Report FY 2008/2009, Air Traffia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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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싱가포르 컨테이너량 및 입항선박 톤수 추이 ❚
(단위: 천TEU, 백만 톤)

자료: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Port Statistics.

항공화물 운송은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항공운송 자유무역지구인 창이항공
화물센터(Changi Airfreight Centre)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센
터는 관세업무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을 갖고 있다. 47헥타르 부지에 세워진
이 센터는 9개의 항공화물터미널로 구성되어 있고, DHL Express와 TNT의
전용 택배센터가 소재해 있다.
이 외에 싱가포르를 물류운송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3년 3월에 자유무역지구 내 26헥타르 부지에 350백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개설한 싱가포르 항공운송공원(Airport Logistics Park of Singapore)
이 창이항공화물센터를 보완하고 있다. 자유무역지구 외부에는 창이공항에 근
접한 창이국제운송공원(Changi International Logispark)이 싱가포르 항공운
송공원을 보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영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SIA: Singapore Airlines)이 100%
소유하고 2001년에 설립된 싱가포르항공화물(SIA Cargo)은 2008년 국제항
공화물 톤․킬로미터 측면에서 2007년 세계 4위를 기록하면서 싱가포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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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송해야 할
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1년 SIA Cargo는 기존에 연간 45만 톤을 취급
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대폭 증설하여 현 물류창고의 연간 취급량은 125만
톤이다.

4)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주요 제한
싱가포르를 세계 운송허브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버스 또는 지하철
과 같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든 운송
부문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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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전체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싱가포르 정부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정부도 1985~86년 경기침체를
겪으며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고자 금융, 통신, 유통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서비스
산업은 2007년 전체 GDP의 53.6%를 차지하며 제조업과 더불어 말레이시
아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53.6%로 1990년대비 약 7%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였다. 서비스산업
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성장동력인 제조업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
히 증가하여, 1990년 26.9%에서 2007년 33.3%로 6.4%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 및 광공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져 같은 기간
28.5%에서 16.3%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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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말레이시아 산업별 GDP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Malaysia Ministry of Finance(2008), Economic Report.

❚ 그림 4-2. 말레이시아 부문별 서비스산업 GDP 비중(2007년) ❚

자료: Malaysia Ministry of Finance(2008), Economic Report.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서비스
산업 중 40%를 차지하는 중간서비스(intermediate service)와 60%를 차지
하는 최종서비스(final service)로 나누어진다. 제조업의 생산과정 등에서 사
용되는 중간서비스에는 운송 및 통신 서비스와 중개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최종서비스에는 전기․상하수도 서비스, 호텔․레스토랑 서비스 및 정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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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이 포함된다. 세부항목 별 비중에서 2007년 도․소매서비스가 GDP의
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10%, 정부서비스 및
수송․저장 서비스가 각각 7%를 차지하였다.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말레이시아 경제가 고성장을 이룩하던 시기인 1990~99년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9.1%를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제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10.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장세가 비교적 둔화된 2000~07년에는 제조
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6.8%로 견고한 성
장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와 동일하게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의 성
장률도 제조업에 비해 변동폭이 작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제조업은 전
년대비 13.7% 하락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전년대비 0.4% 하락하는 데 그쳤
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대체로 안정적
이고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그림 4-3. 말레이시아 산업별 성장률 추이 ❚
(단위: %)

자료: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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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로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2000년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시기에도 이 부
문의 성장률은 8.1%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1980년 이후 2006
년까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11.2%, 전기, 가
스 및 수도 부문은 9.1%, 수송 및 저장, 통신부문은 8.4%이었다.

❚ 그림 4-4. 말레이시아 부문별 서비스산업 평균 실질성장률 추이 ❚

자료: Malaysia Ministry of Finance(2008), Economic Report.

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은 GDP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 전체 고용에서 37.4%를 차지하였던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2007년에는 51.5%를 차지하여 전체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였다. 같은 기간 제조업이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농업 및 광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1996년
16.9%에서 2007년 12.9%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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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말레이시아 산업별 고용 추이 ❚
(단위: 명, %)
1996년

종사자

%

2004년

종사자

%

2005년

종사자

%

2006년

종사자

2007년

%

종사자

%

전 체

8,161.4 100.0 10,464 100.0 10,893 100.0 11,159

농업 및
광공업

1,382.0 16.9 1,450

13.9

1,444

13.3

1,435

12.8

1,434

12.9

제조업

2,904.0 35.6 3,739

35.7

3,893

35.7

3,982

35.6

4,054

35.7

서비스산업 3,875.0 47.5 5,275

50.4

5,556

51.0

5,742

51.4

5,922

51.5

100.0 11,410

100.0

자료: Malaysia Ministry of Finance(2008), Economic Report.

라. 서비스산업의 수출 및 수입
2007년 이전까지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부문
별로는 관광수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부문이 적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도 개선되어 2007
년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 그림 4-5.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3년=100) ❚

자료: Malaysia Ministry of Finance(2008), Econom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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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은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른 서비스산
업보다 빠르게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9.2%에서 2008
년 11%로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전체 금융자산 중 2/3를 중앙은행, 상
업은행, 상인은행(merchant bank) 및 이슬람계 은행과 같은 은행계열이 보
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을 보험회사 및 개발금융기관과 같은 비은행 금융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1) 은행
말레이시아의 은행부문은 기능에 따라서 중앙은행(Bank Negara), 상업은
행(commercial bank), 종합금융회사(finance company), 상인은행(merchant
bank), 이슬람계 은행(Islamic bank) 및 할인상사(discount house)로 구분되
어 있다. 총자산 1.3천억 링기트로 은행계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경우 최근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태국의 Bankok Bank(M) Berhad, 미국의 Bank of America(M)
Berhad와 같이 다양한 국적의 은행이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내국인 소유은행 수가 9개인 데 반해 12개의 외국인 소유은행이 영
업을 하고 있다. 은행 수 외에도 은행자산 측면에서도 외국은행의 규모가 커
서 2009년 7월 총자산 3.5천억 링기트 중 2.5천억 링기트가 외국은행의 소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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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대말레이시아 진출 외국계 은행 ❚
은

행

국 가

지점 수

Bankok Bank(M) Berhad

태국

1

Bank of America(M) Berhad

미국

1

Citibank(M) Berhad

미국

7

JP Morgan Chase& Co.Bank(M) Berhad

미국

1

Bank of China(M) Berhad

중국

1

Bank of Tokyo-Mitsubishi UFJ(M) Berhad

일본

1

Deutsche Bank(M) Berhad

독일

2

HSBC Bank Malaysia Berhad

홍콩

14

United Oversears Bank(M) Berhad

싱가포르

41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M) Berhad

싱가포르

30

Standard Chartered Bank(M) Berhad

영국

37

The Bank of Nove Scotia(M) Berhad

캐나다

6

스코틀랜드

4

The Royal Bank of Scotland(M) Berhad
자료: BMI, Malaysia Commercial Banking Report.

2) 보험
말레이시아의 비은행금융기관 중 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보험은 ASEAN 회원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달리 생명보험부문이 성숙되지 않았으나 최
근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
면서 향후 이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말레이시아의 보험회사는 41개의 보험회사(손해보험 25개, 생명보
험 7개, 생손보겸영 9개)와 7개의 재보험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해 생
명보험부문에서 대형 3개사인 Great Eastern(23.2%), AIA(12.7%), Prudential
Life(11.9%)가 전체의 47.8%를 차지하여 이 부문은 과점형태를 띠고 있고,
생손보겸영부문에서는 Great Eastern Life Assurance가 전체 수입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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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를 보유하며 이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다.

❚ 표 4-3.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사 및 겸영회사(2007년) ❚
(단위: 억 링기트, %)

생명보험회사
수입
보험료

비중

Great Eastern Life
Assurance

40.3

23.2

Mayban Life Assurance

18.5

10.6

CIMB Aviva Assurance

7.3

4.2

Manulife Insurance

4.5

2.6

TM Asia Life Malaysia

4.1

2.3

Uni.Asia Life Assurance

3.2

1.8

AXA AFFIN Life
Insurance

0.5

0.3

회사명

생손보 겸영회사
수입
회사명
보험료
AIA
Prudential Assurance
Malaysia
ING Insurance
Malaysian Assurance
Allianced
Hong Leong
AllianzLife Insurance
Malaysia
MCIS ZURICH
Insurance
AmAssurance
Etiqa Insurance

비중

22.1

12.7

20.6

11.9

16.9

9.7

13.6

7.8

7.0

4.0

4.5

2.6

4.0

2.3

3.7
3.0

2.1
1.8

자료: Bank Negar Malaysia(2008), Annual Insurance Statistics.

3) 이슬람 금융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기법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전 세계 이슬람 채
권 발행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에는 이슬람 은행, 보험 등을 포괄
하는 이슬람 금융센터(MIFC) 구축을 통하여 이슬람 금융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15)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자산은 2007년 1,430억 링기트로 국내 금
융자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전체 금
융자산에서 이슬람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러
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이슬람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
에서 연평균 18~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6)

15) WSJ(200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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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부문 자유화 조치
서비스산업의 자유화가 진작되면서 금융부문에도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1년까지 은행 및 보험 부문에 9개의
신규면허를 발부하고, 외국인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롭
게 발급되는 9개의 면허는 상업은행에 발부되는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는 모두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된다. 이슬람 금융을 성장시키기 위한 말레이
시아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되는 7개 면허 중 2개
는 납입자본이 10억 달러(36억 2,000만 링기트) 이상인 이슬람계 은행에 우
선 발부되고, 또 다른 2개는 이슬람계 보험인 타카풀(Takaful)에 발부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할당된 나머지 3개의 면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
았지만 2011년까지 발부될 예정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험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2012년
까지 이슬람계 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및 타카풀에 대한 외국인 출자한도
를 49%에서 70%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험
부문에 대한 외국인 출자한도를 70% 이상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5) 우리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약
말레이시아 정부의 금융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에서는 아직
몇몇 분야에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러한 말레이시아 금융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총외국인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가가 500만 링기트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정부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 및 몇몇
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을 철폐한 것과 달리 은행부문에서는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말레이

16) Bank Negar Malaysia(2008), lslamic Bankin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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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은행 및 종금사에 대해서 보유지분 30%를 초
과할 수 없다.

나. 유통
말레이시아의 유통산업은 1990년대 더디게 성장한 반면 최근에는 가파르
게 성장하여 2005~08년 유통산업의 총매출액이 45% 가까이 증가하여 2008
년 2.9천억 링기트를 기록하였다.17) 또한 말레이시아 통계청은 2008년 3분
기부터 매 분기 유통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2009년 1분기 매
출액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유통산업의 총매출액은 6.7백억 링기트로 이
중 도매업이 3.5백억 링기트, 소매업이 약 2.4백억 링기트,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약 80억 링기트를 차지한다. 같은 분기 유통산업 총고용인구는 47
만 명이고, 이 중 10.7만 명이 도매업에, 31만 명이 소매업에, 나머지 5만
명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고용되었다.

1) 도매업
도매 매출액은 전체 유통부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꾸준히 성장
하여 2008년 유통산업 매출액의 54%를 차지하였고, 고용인구의 23%를 차
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매업은 최근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과 화학제품의
교역이 증가하여 매출액이 2008년 1.6천억 링기트로 2005년대비 45%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09년 1분기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7) 말레이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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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업
2009년 1분기 도매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소매 매출액은 세계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소매 매출은 최근 내
수 증가 및 대형할인점18)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소비패턴의 형성에 따라
2008년 2005년에 비해 62% 증가하였다.

❚ 표 4-4. 말레이시아 유통산업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5년=100) ❚
(단위: 백만 링기트)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1분기

도매업

110,911

134,931

147,433

160,741

34,659

소매업

59,384

69,053

87,599

96,392

24,044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27,826

24,446

33,960

37,322

8,459

198,121

228,428

268,991

294,456

67,162

전

체

주: 1) 2008년 실질가격.
자료: CEIC Database.

2009년 현재 105개의 대형할인점이 말레이시아의 소매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할인점 중 외국계 대형할인점이 대체로 대형
할인점의 성장을 이끌고 있어서,

자이언트&콜드스토리지(Giant&Cold

Storage)가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테스코(Tesco), 까르푸
(Carrefour), 마이딘(Mydin)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마이딘(Mydin)만
이 국내 대형할인점이다.
다른 부문의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국 대형 유통체인의 국내소
매업 잠식을 막기 위해 유통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통부문 규제 가이드라인(The new

18) 2000년 22개에서 2008년 105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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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on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Distributive Trade Services)
을 발표하여 외국인이 운영하는 할인점은 거주지 및 시내 중심가에서 반경
3.5km 내에는 입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인구가 25만 명 이하인 곳에는 대
형할인점을 설립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의 30%는 말레이
계가 만든 제품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말레이계 책임급을 고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 표 4-5. 유통산업 규제 가이드라인 ❚
․거주지 반경 3.5km 내에는 대형슈퍼마켓 신설 불가
1. 위 치

․임대건물 신설 불가. 자가 소유 건물에만 가능함
․식당, 현금지급기, 공중전화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구비
․층당 면적은 8,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 1,000㎡당 계산대 설치해야 함.
2. 공 간

․1,000㎡당 최소 30대의 주차공간 확보
․최소 30% 이상의 점포면적은 말레이계기업(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
․일부 면적은 소형 소매업자의 영업을 위해 적정 가격으로 임대
․납입자본금이 최소 5,000만 링기트(1,315만 미달러) 이상의 기업만이 신청 자격

3. 허가 절차

․신설 신청서는 2년 전에 해당 지방정부(local authority)에 제출
․신설 희망지역에 대한 환경영향(socio-economic impact) 평가를 신청자
부담으로 지방정부가 실시

3)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유통산업은 1965년 제정된 법에 따라 합작회사에서 총외국인은 지분 30%
를 초과할 수 없고, 말레이계 보유지분이 최소 30%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
형할인점을 설립하기 위한 주주자금은 최소 5,000만 링기트며, 백화점은
2,000만 링기트를 최소 투자금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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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송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주요한 교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인도
와 중국의 석유와 가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운송부문은 향
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그림 4-6. 말레이시아 철도이용객 수 및 화물운송량 ❚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Malaysia, Transport Statistics land-rail.

1) 육상운송
원주민이 주로 살고 있는 Sabah와 Sarawak 지역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
아의 도로시스템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어서 2008년 12만 2,127km 도로
의 포장률은 68%에 이른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도로시스템은 주요 항구, 공
항, 산업단지와의 연결을 원활히 하여 제품수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형성되어져 있다.
말레이시아 철도는 국영기업인 Keretapi Tanah Melayu Berhad(KTMB)
에 의해 거의 대부분인 94%(총 2,418km 중 2,262km)가 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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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h State Railway에 의해 나머지 부문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
시스템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철도시설은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2007년 설
치된 철도 길이는 2,418km이지만, 이 중 97%는 오직 소형 기관차 또는 차
량을 이용하여 운영되어지는 협궤철도(폭 1m 미만)이고, 단지 3%인 57km
만이 폭 1.435m의 표준철도이다. 철도의 미발달로 인해 철도이용객 수는
1998년 490만 명에서 2007년 37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로보다
화물운송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살린 철도운송화물은
1998년 3.7백만 톤에서 2007년 4.7백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컨테이너는
1998년 11만 2,113TEU에서 2007년 33만 3,668TEU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 항공운송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리는 만큼 지
리적으로 항공운송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 그림 4-7. 말레이시아 공항이용객 수1) ❚
(단위: 명)

주: 1) transit passenger는 제외되었다.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Malaysia, Transport Statistics,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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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을 중심으로 페낭국제공항(PALAU PINANG),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KOTA KINABALU) 5개의 국제공항이 우수한 시설
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말레이시아의 공
항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대비 65.9% 증가한 약 5,000만 명이
2008년 말레이시아의 공항을 이용하였다. 공항시설과 운영상황이 개선되면서
말레이시아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화물 역시 1999년 65만 8,223메트릭 톤에
서 2008년 93만 7,508메트릭 톤으로 증가하였다.

3) 해상운송
말레이시아의 국제교역 중 90%가 7개의 주요 항19)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상운송서비스는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는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환적이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항구를 이용한
컨테이너는 2008년 전년대비 7.2% 증가한 1.5천만TEU를 기록하였다. 이
중 97%가 7개의 주요 항구를 통과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인
Port Kelang가 전체 컨테이너의 49.0%를 차지하는 약 7.9백만TEU, Port
of Tanjung Pelepas는 전체 컨테이너의 33.6%에 달하는 5.4백만TEU를 취
급하였다.

4)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말레이시아에서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내국인
이 이미 등록한 회사와의 합작 형태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박을 말레이시
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말레이시아 국민이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설

19) 말레이시아의 7개 주요 항은 Port Kelang, Tanjung Pelepas, Pinang, Kuantan, Bintulu, Johor와 Kuch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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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기업 △말레이시아인이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
가 말레이시아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러한 해상운송서
비스와는 다르게 말레이시아에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별
다른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그림 4-8. 말레이시아 주요 항구 컨테이너량 추이 ❚
(단위: TEU)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Malaysia. Transport Statistics Maritime.

라. 통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가
장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통신부문은 2007년 7.0%, 2008년 8.0%
의 성장률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65

제4장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 │

1) 유선통신
2007년 유선통신서비스의 보급률은 15.9%로 2002년에 비해 약 3%포인
트 가까이 감소하였고 가입자 수도 2002년 말 4,670명에서 2007년 말
4,350명으로 하락하였다.20)
Telekom Malaysia가 유선통신시장을 90% 이상을 점유하여 실질적으로
이 시장은 독점상태에 있다. 과거 Telekom Malaysia의 독점구조를 완화하
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무선통신에 대한 허가를 경쟁기업에 주었으나,
많은 초기투자자본이 필요한 유선통신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독점상태가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유선통신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장구
조가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무선통신
유선통신서비스의 보급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이동통신 보급률은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02~07년 36.9%에서
85.1%로 증가하였고,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2002년 약 900만 명에서 2007
년 약 2,3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21)
정부의 경쟁정책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3G 허가를 받은 Maxis Communications, Celcom, Digi 3개의 이동통신사
업자에 의한 과점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Maxis Communications가
42.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이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사
인 Celcom(31.5%)과 DiGi(26.1%)에 비해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
문에 무선통신부문의 경쟁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20) CEIC database.
21) CE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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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가입자 수(mn)

시장점유율(%)

Maxis Communications

11.1

42.4

Celcom

8.3

31.5

DiGi

6.8

26.1

총 합계

26.2

100.0

자료: BMI, MCMC, Operator Results.

3) 인터넷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보급율 및 설비시설은 싱가포르에 비해서 미미한 편
이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08년 6월 인터넷 가입자
수는 3.9백만 명이었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7백만 명으로 6.3%의
보급률을 보였다.22)
인터넷은 JARING, TMNET, MAXISNET 및 TIMENET와 같이 대부
분 통신망사업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JARING 및 TMNET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공급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수요 급증, 인터넷 공급업체의 운영기술 부족, 낙
후된 시설 등의 이유로 통신속도 저하 및 잦은 접속 단절의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4)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말레이시아 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
하는 회사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에 허가받은 회사의 지
분취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취득은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22) CE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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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 말레이시아 통신시장 가입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자료: CE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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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개황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1965년 인도네시아의 GDP 중 농업이 59%, 제조업이 12%, 서비스업이
29%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
라 1990년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을 추월하였다. 1970
년대 이후 관광산업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여 GDP대비 서비스산업
의 비율도 1965년 29.4%에서 1985년 41.3%로 약 10%포인트 가까이 성장
하여 최근까지 대체로 GDP의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호텔, 식당 서비스가 서비스산
업의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가 서비스산업의 26%, 금융 및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가 서비스산
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도
소매 및 호텔, 식당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
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도소매 및 호텔, 식당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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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를 차지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37%로 그 비중이 더 크다.
❚ 그림 5-1.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BUDAN PUSAT STATISTIK,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Constant Market Prices By
Industrial Origin(2003～08년); The Service Sector in Indonesia's National Accounts(1951～2000년).

❚ 그림 5-2. 인도네시아 부문별 서비스산업 비중(2008년) ❚
(단위: %)

자료: BUDAN PUSAT STATISTIK,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Constant Market Prices By
Industri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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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까지 정부 주도
의 산업화정책이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제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7~98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률이 이
전보다 둔화된 반면 통신서비스와 최근에는 가스서비스가 서비스산업의 성장
률을 주도하면서 2008년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8.9%를 기록하며 제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23)

❚ 그림 5-3. 인도네시아 산업별 실질성장률 추이 ❚
(단위: %)

자료: EIU, Country Report, 다수 호.

23) 2008년 교통 및 통신 서비스와 전기 및 수도, 가스공급 부문이 각각 16.7%와 10.9%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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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인도네시아 부문별 서비스산업 실질성장률 추이 ❚
2004년

전기 및 수도, 가스공급 서비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p년
10.9

5.3

6.3

5.8

10.3

a. 전기서비스

5.1

6.7

6.4

7.6

6.7

b. 가스서비스

9.4

6.5

5.3

30.2

33.1

c. 수도공급 서비스

2.4

4.5

3.6

3.3

3.7

5.7

8.3

6.4

8.4

7.2

호텔 및 레스토랑, 도소매 서비스
a. 도소매서비스

5.5

8.8

6.6

8.8

7.5

b. 호텔

7.9

6.2

5.2

5.4

4.1

c. 식당

6.1

5.9

5.8

7.1

6.6

13.4

12.7

14.2

14.0

16.7

교통 및 통신 서비스
a. 교통서비스

8.8

6.3

6.6

2.8

2.7

b. 통신서비스

22.9

24.6

26.0

28.7

31.3

금융,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7.7

6.7

5.5

8.0

8.2

a. 은행서비스

6.0

4.5

1.6

8.0

7.4

b. 비은행 금융기관 서비스

9.2

8.4

7.2

8.1

9.0

c. 금융 관련 서비스

9.2

6.7

7.6

9.7

3.4

d. 부동산서비스

8.9

8.2

8.5

7.9

8.9

e. 비즈니스서비스

9.2

9.3

9.5

8.2

9.0

5.4

5.2

6.2

6.6

6.5

a. 정부서비스

1.7

1.9

4.0

5.4

4.5

b. 기타 서비스

9.0

8.1

8.0

7.6

8.0

기타서비스(정부서비스 포함)

자료: BUDAN PUSAT STATlSTlK, Gross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Constant Market
Prices By Industrial Origin.

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인도네시아에서 산업화 진행과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종사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 종사자 비율이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여 1971년 서
비스산업 종사자는 24%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그 비율이 41%로 증가
하여 농업 종사자와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동일하게 되었다. 서비스산
업 종사자 비율의 증가와 함께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증가하여 197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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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008년 18%로 증가하였다.

❚ 그림 5-4. 인도네시아 산업별 종사자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CEIC Database 및 Hill(1996, p. 23).

라.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수지는 198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이고,
2008년 서비스수지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년보다 18% 늘어난
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대체
로 관광서비스수지가 운송서비스 적자의 일부를 상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불안 및 발리테러사건, 사스(SARS) 인플
루엔자 등의 이유로 관광수입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24)

24) 2008년 관광수입은 약 53억 달러로 1995년 약 63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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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인도네시아 서비스수지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년=100) ❚

자료: CEIC database.

마.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대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시아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이
후, 1999~2000년 잠시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다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당선
과 함께 인도네시아 내 기업친화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외국인직접투자
는 총 113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1.6% 증가하였다. 이 중 서비스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008년 약 73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65%를 차지하
였고, 대부분의 서비스산업 투자는 운송 및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국가의 투자가 두드러져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
국 및 일본이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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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4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아시아국가 이외에 중국이 대인도네시아 투
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표 5-2. 인도네시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6년=100) ❚
(단위: 건, 백만 달러)

농
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 전기 및 수도,
가스공급 서비스
- 도소매서비스
- 호텔 및 레스토랑
- 운송 및 통신 서비스
- 금융,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총외국인직접투자

2006년
투자
투자
승인건수 실행금액
39
533.0
381
3763.4
449
1,695.3

2007년
투자
투자
승인건수 실행금액
62
538.5
406
4,425.2
514
4,130.2

2008년
투자
투자
승인건수 실행금액
55
255.0
516
3,755.2
567
7,290.1

3

105.3

3

107.2

4

20.4

266
31
37

434.3
111.2
646.9

312
22
43

433.9
122.6
2,969.6

375
22
35

442.4
119.2
6,481.7

16

254.0

8

58.0

19

132.9

96
869

143.3
5,991.7

126
982

439.0
9,291.5

112
1,138

93.5
11,300.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Statistics of Direct Investment.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인도네시아의 금융부문은 상업은행과 같은 은행금융기관과 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행금융기
관과 비은행금융기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 0.8%이다.
과거에는 은행이 금융부문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여 2003년 금융부문
총자산의 91%가 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최근 금융업이 점차 다양화되
면서 2003~08년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8%로, 증권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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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3%로 증가하면서 은행의 비중이 91%에서 80%로
소폭 하락하였다.

❚ 그림 5-6.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구조(자산 기준) ❚

자료: Bank Indonesia, Financial Stability Review.

1) 은행
1983년 이후 정부정책 및 관련 규제완화로 인해 은행부문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부실채권 증가, 신용경색
등의 이유로 은행부문 전체가 마비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여 은행부문의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실은행 정리와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힘써 1993년 239개였던 상업은행을 2008년 말 124개로 축소하였다. 상업은
행정리 후 2008년 인도네시아 내 상업은행은 소유주에 따라 국영은행(5개)
과 지역개발은행(26개), 이슬람계 은행(5개) 및 민간은행(8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Bank Mandiri Tbk(BMRI), Bank Central Asia Tbk(BBCA),
Bank Negara Indonesia Tbk(BBNI), Bank Rakyat Indonesia Tbk(BBRI)
와 Bank Danamon Tbk(BDMN) 등 10대 은행이 전체 은행자산 총액의
62%를 차지하면서 은행부문을 주도하고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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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2006년 인도네시아에는 생명보험회사가 51개, 비생명보험회사가 97개, 그
리고 재보험회사 4개 및 기타 보험회사 5개, 총 157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총자산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은 사회보험회사가
45.1%, 생명보험회사가 40.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인도네시아 보험회사는 비록 금융부문 총자산의 8%밖에 차지하
고 있지 않지만 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2006년 인도
네시아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002년대비 51% 성장한 117조 루피아를 기록
하였다.

❚ 표 5-3. 인도네시아 보험자산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6년=100) ❚
(단위: 조 루피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명보험회사

26.3

31.2

28.7

47.1

47.5

비생명 보험회사

15.0

15.5

14.3

18.6

15.9

재보험회사

0.8

0.8

0.7

1.0

0.8

1)

사회보험회사

35.5

41.7

38.4

47.9

52.8

전체 보험회사

77.6

89.2

82.2

114.6

117.1

주: 1) Companies which administer insurance social program & workers social security program과
Companies which administer insurance for civil servants and armed force를 뜻한다.
자료: Bank Indonesia, Economic Report on Indonesia.

3) 이슬람 금융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2002년 인도
네시아 이슬람 금융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26)을 발표하고 이슬람 금융

25) BMRI가 전체 은행자산 중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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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
도네시아 내 이슬람 금융은 최근 급성장하여, 2008년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
융 총자산은 49조 루피아로 2007년 말 37조 루피아에 비해 36% 증가하였
다.27)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3,000명 가운데 85%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로 향후 이슬람 금융의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4) 외국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입
은행부문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 내
자국 소유기업의 지점을 세우거나, 합작은행 설립을 통해 진출할 수 있다.
합작은행 설립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지분의
99%(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의 80%)까지 소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
아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 Bank of America, Bank of China Limited,
CITIBank 등이 자국 기업의 지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진출하였고, 외환은행
과 우리은행, PY ANZ PANIN BANK, PT BANK BNP PARIBAS
INDONESIA 등이 합작회사 방식으로 진출하였다.

나. 유통28)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도소매 체인 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도ㆍ소매
유통서비스는 1997~98년 외환위기로 한때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했으나,
2000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6) The Blueprint of Islamic Banking Development in Indonesia.
27) Bank Indonesia.
28) 인도네시아의 도매 자료가 전무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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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업
지난 5년간 미니마켓,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이 각각 연평균 59.9%, 6.2%,
21.6%로 급성장하면서 인도네시아 소매유통 산업 전체가 빠른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현대식 소매유통점의 연간 거래액은 2008
년 70.5퀄털리언 루피아로 2004년 38.2퀀털리언 루피아에서 2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현대식 소매유통점 중 교통인프라가 미발달한 인도네시아에서 미니마켓이
슈퍼마켓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2004~08년 미니마켓의 비중이 18.2%에서
32.1%로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의 비중은 42.5%에서 26.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이퍼마켓은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현대
식 소매유통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 표 5-4. 인도네시아 소매업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4년=100) ❚
2004년

미니마켓

하이퍼마켓

2006년

2007년

2008년

거래액(조 루피아)

4.9

6.1

7.4

8.1

16.2

비중(%)

18.2

22.0

25.0

26.1

32.1

5,604

6,465

7,356

8,889

10,289

거래액(조 루피아)

11.5

10.5

9.7

9.6

8.5

비중(%)

42.5

37.5

32.6

30.9

26.2

개

슈퍼마켓

2005년

수

개수

956

1,141

1,311

1,379

1,447

거래액(조 루피아)

10.6

11.3

12.6

13.3

13.5

비중(%)

39.3

40.5

42.4

43.0

41.7

34

50

83

99

130

개수

자료: Indonesian Ritelers Association, Media Data.

급성장하고 있는 현대식 소매유통점 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
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유통 체인에는 헤로슈퍼마켓(Hero Supermarket), 인
도마레트(Indomaret), 알파리테일인도(Alfa Retailindo) 및 까르푸(Carre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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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슈퍼마켓 부문을 잠식하고 있는 미니마켓 부문에서는 2007년 거
래액 기준으로 인도마레트와 알파마트(Alfamart)가 각각 43.2%와 40.7%를
차지하며 사실상 이 부문을 복점시장으로 만들었다. 슈퍼마켓 부문에서는 헤
로슈퍼마켓과 까르푸가 각각 14.6%, 1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하
이퍼마켓 부문에서는 까르푸가 전체 거래액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
하며 이 부문의 선두에 위치해 있다.

❚ 표 5-5. 인도네시아 내 대표적 소매유통매체(2007년) ❚
미니마켓
이 름
1

인도마레트

2

알파마트

3

OMI

거래액
비중(%)
7,682
43.2
7,253
40.7
731
4.1

슈퍼마켓
이 름
헤로슈퍼마켓
까르푸
슈퍼 인도

하이퍼마켓
거래액
비중(%)
2,125
14.6
2,030
14.0
1,942
13.4

이 름
까르푸
하이퍼마트
자이언트

거래액
비중(%)
11,250
48.7
5,100
22.1
4,100
17.8

자료: Indonesian Ritelers Association, Media Data.

2)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도소매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투자자는 100%의 지분소유를 할 수 있으므
로 이 부문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운송
인도네시아는 1만 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 싱
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해상운송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네
시아의 운송부문 내에서는 해상운송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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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운송
자바, 수마트라, 발리에는 도로의 길이가 길지만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상
응하는 인프라 구축 부재로 도로가 혼잡하고 운송비용이 높다. 그러나 유도
요노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2006년 도로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도로 혼잡의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발정책으로 인
해 2007년 인도네시아 도로의 총길이는 39만 6,362km로 1975년 10만
4,681km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도로포장률도 1975년 31%에서 2007
년 55%로 증가하였다.

❚ 그림 5-7. 인도네시아 도로 길이 추이 ❚
(단위: km)

자료: CEIC, Database.

국영기업이자 독점기업인 Kereta Api Indonesia가 운영하는 철도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만 4개가 개설되어 있다. 철도의 총길이
5,040km 중 3,700km의 철도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산업화가 가장 진전
된 자바섬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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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도로만큼 육상운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승
객 및 화물의 이용이 급증하여, 1987년 4.9천만 명이던 인도네시아 철도이
용객 수는 2007년 1.5억 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8.5백만 톤이던 화
물운송량은 17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 해상운송
인도네시아에는 300개의 항구(public port)가 있으며, 이 중 43개의 항구
를 통해서 국제교역이 이루어진다. 국제교역항 중 특히 Jakarta, Surabaya,
Belawan와 Ujung Pandang 항구가 인도네시아 교역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도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도서간 교역은 주로 해상운송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교역규모는 3억 톤으로 전체 항구교역량의 60%를 차지
한다.

3) 항공운송
인도네시아의 항공운송서비스는 운송량 측면에서 해상운송보다 규모가 작
지만 최근 급속히 성장하면서 해상운송과 내륙운송 서비스의 부족한 네트워
크를 보완하고 있다. 도서국가인만큼 다수의 소규모 공항이 인도네시아 전역
에 위치해 있어 2007년 총 187개의 공항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 공항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Jakarta, Denpasar, Surabaya
공항이 전체 승객 수송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항공운송
은 규모의 경제를 성취하는 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얻
기 힘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이용객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0년 약
4.7백만 명에서 2005년 5.5백만 명이 국제선을 이용하였고, 국내선 이용객
수는 같은 기간 8.6백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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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8. 인도네시아 항공운송서비스 추이 ❚
(단위: 천 명, 천 kg)

자료: Indonesian Ministry of Transportation.

4)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인도네시아는 원래 외국기업의 해상운송서비스 제공에 엄격하였지만 1988
년 산업운송법(Industrial Shipping Law)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해상운송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과 합작형태로 49%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으며,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지분소유에 대해 제한이 없다.

라. 통신
1) 유선통신
무선통신시장과 달리 유선통신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2008년 유선통신시장의 가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100명당 가입자 비율은
2006년 이후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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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유선통신시장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Telekom
이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2) 무선통신
무선통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무선통신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3.3천만 명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2008년 9.8천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여 가입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35%를 넘어섰다. 프랑스 경제사무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인도네
시아 가입자 수가 1억 4,000만 명에 달하여 무선통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는 2009년 현재 11개의 무선통신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으나
Telekom(54%)과 Indosat(26%), Excelcom(14%), Mobile-8(4%)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SingTel과 STT, 말레이시아의 Telecom Malaysia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인
도네시아 이동통신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선통신시장의 경쟁이 더 치
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표 5-6.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구조(2006년) ❚
(단위: %)

유선통신시장

무선통신시장

Telekom

90

Indosat

2

Bakrie Tel

5

BB Tel

2

Telekom

54

Indosat

26

Excelcom

14

Mobile-8

4

자료: WTO(2007),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Indonesia,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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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2008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보급률29)은 6%,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0.1%에 그쳐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부문 보급률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비
해 낮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2009년 인도네시아 국
내 통신산업의 수요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발전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s)는 모두 190개이지
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기업은 35개 사이며, TelkomNet과 IndosatNet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 표 5-7. 인도네시아 통신서비스 추이 ❚
(단위: 천 명, %)

이동통신 가입자 수(천 명)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천 명)
유선통신 가입자 수(천 명)
유선통신 가입자 비율(%)
인터넷 사용자 수(천 명)
인터넷 사용자 비율(%)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수(천 명)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p*

32,873
13.8
10,202
4.3
8,587
3.6
132
0.0

65,000
26.9
12,720
5.3
9,885
4.1
325
0.0

85,000
34.6
14,295
5.8
12,000
4.9
450
0.0

92,000
37.0
14,811
6.0
14,000
6.0
575
0.0

98,000
38.8
14,908
5.9
15,500
6.1
690
0.1

주: * 추정치임.
자료: EIU, Country Report.

4)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주요 제한
인도네시아에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인도네시아 민간부문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외국인
지분참여는 40%로 제한된다.

29) 거주자 100명당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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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한ㆍASEAN FTA 체결이 완료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간에는 현
재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무역 및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성공
적인 무역 및 투자를 위해서는 앞장에서 기술한 국가별 경제 개황 및 서비
스산업의 주요 부문별 특성 파악과 함께 이 지역의 전반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괄적인 국가별 무역 및
투자 환경은 부록에서 다루어졌고, 본 장에서는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3국의 주요 서비스산업인 금융, 유통, 운송, 통
신에 대한 진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사점이
제시되어 있다.
시사점을 제시하기 전에 3국의 전반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간략히 비
교하면,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은 각 국가의 경제개발단계와 유사하게 이
루어졌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의 환경이 가장 기업친화적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대표적인 지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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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2010 기업환경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
도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선정되었고,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
는 21위에서 23위로 소폭 하락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29위에서 122위로
소폭 상승하였다.30) 세계경쟁지수도 지수변동 방향이나 순서가 기업환경지수
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환경지수가 편향적인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표 6-1.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 지수 ❚
(단위: 등위)

기업환경지수 순위(183개국 중)

세계경쟁지수 순위 (133개국 중)

2009년

2010년

2008~09년

2009~10년

싱가포르

1

1

5

3

말레이시아

21

23

21

24

인도네시아

129

122

55

54

자료: 기업환경지수는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0; 세계경쟁지수는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1. 금융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국의 정부는 대대적으로 경제개
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의 기반이 약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에서 금융기관이 통폐합되었고 감시기능이 강화되는 등 제도개혁이 두드러지
게 이루어졌다.
상업은행부문의 경우 싱가포르의 상업은행은 2009년 5월 5,185억 달러의
총자산규모를 보유하여 3국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였고 말레이시아와 인도
네시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예대율은 3국 모두 75% 내외를 기

30)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는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19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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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면서 상업은행부문의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경영은 대체로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난 아시아외환위기 때 3국이 은행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후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5% 감
소하였다. 반면 싱가포르의 총자산은 오히려 9% 증가하여 싱가포르의 건실
한 금융기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표 6-2. 3국의 상업은행 규모 비교 ❚
(단위: 십억 달러)

국 가

기 간
2008. 5

싱가포르

2009. 5
2008. 5

말레이시아

2009. 5
2007. 12

인도네시아

2008. 12

총
자산
473.8
518.5
(9%)
376.5
358.5
(-5%)
203.8
193.8
(-5%)

대출
188.5
186.7
(-1%)
205.8
207.7
(1%)
106.7
115.0
(8%)

채권
기타
49.1
236.2
57.1
274.7
(16%) (16%)
38.4
132.4
43.6
107.2
(14%) (-19%)
11.5
85.6
10.0
68.7
(-13%) (-20%)

부채 및
자본
473.8
518.5
(9%)
376.5
358.5
(-5%)
203.8
193.8
(-5%)

예금
245.4
251.3
(2%)
273.5
268.7
(-2%)
160.9
154.2
(-4%)

자본
기타
32.6
195.8
35.4
231.8
(9%) (18%)
27.8
75.2
32.6
57.2
(17%) (-24%)
20.7
85.6
18.7
68.7
(-10%) (-20%)

자료: BMI, Commercial Banking Report,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4분기 자료, 인도네시아는 3분기 자료 참고.

보험료 액수나 GDP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통해서 본 보험부문의 규모에
서도 싱가포르가 다른 두 국가보다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
규모의 시장 형성 뒤에는 금융제도 개선과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금융제도와 시장구조 측면에서 싱
가포르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 두 국가 모두 보험수요가 증가하
고 있지만 싱가포르의 보험부문과 비슷한 규모를 달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
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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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3. 3국의 보험료 규모 비교(2008년) ❚
(단위: 백만 달러, %)

생 명
GDP대비
보험료
보험료 비율

비생명
GDP대비
보험료
보험료 비율

합 계
GDP대비
보험료
보험료 비율

싱가포르

13,355

7.7

4,877

2.8

18,232

10.5

말레이시아

5,221

3.3

3,659

1.8

10,538

5.1

인도네시아

5,014

1.0

2,200

0.5

7,214

1.5

국 가

자료: 각 국가의(2009), BMI Insurance Report, Q3.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의 금융부문에 투자하고자 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정적인 통화정책, 발전된 금융인프라, 자유경쟁이다. MAS의 안정적
인 통화정책과 발전된 금융제도 및 인프라로 이 부문의 투자환경이 친기업
적이고 싱가포르 정부의 양자간 FTA에 대한 노력으로 이 부문으로의 진출
이 용이하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수월한 만큼 다른 외국기업의 진출도 수월하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금융부문은 싱가포르만큼 통화정책이 안정적이고 금융제도
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완전경쟁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기조는 싱가포르와 유사하다. 이러한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는 싱가포르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금융개혁기조가 앞으로
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다. 현재의 금융개혁기조가 유
지된다면 우리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은행부문 중 장래가 유망한 이슬람은행
으로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은행 외에 싱가포르 은행
도 이 부문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경쟁이 치열하지만 30년 정도의 짧은 역
사를 가진 이슬람은행은 아직 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이 부문
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단 투자자는 이 부문으로 진출
하기 전에 이슬람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이자를 취급하지 않고 이슬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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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금지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등 이 두 은행 간의 차이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금융부문으로의 진출에는 위험성이 많다. 2004년부터 유도요
노 대통령은 안정적인 통화정책, 금융제도 및 인프라 개선, 자유경쟁증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이 모든 면에서 미개발상태에 있다. 미
개발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만연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불필요
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파산법 미비, 국내은행 보호정책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에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이 부문의 상황 진
전을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유통- 소매
2008년 2억 3,450만 명으로 3국 중 최대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소매판매액을 기록하였지만, 1인당 소매판매액의 경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가 최고의 구매력을 보였다. 또한 1997~98년 아시아외환
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개방에 힘입어 2008년 말레이시아의 소
매부문은 세 국가 중 가장 높은 26.3%의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처럼 소매
부분의 사업환경이 개선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소매부문이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고, 14.7%의 GDP대비 소매판매액 비율이 이를 반영한다.
❚ 표 6-4. 3국의 소매판매액 비교(2008년 추정치) ❚
(단위: 백만 달러, %, 달러, %)

국 가

소매판매액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4.3
30.4
39.4

전년대비
성장률
12.9
26.3
11.0

자료: 각 국가의 BMI(2009), Retail Report,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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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매판매액
5,013.7
1,125.0
168.0

GDP대비
소매판매액 비율
13.9
14.7
8.0

소매판매액뿐만 아니라 부문별 소매판매를 통해서도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각 국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내구소비재인 자동차부문의 소매판매가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고, 싱
가포르의 여유로운 삶을 반영하여 운동 및 여가 도구도 중요한 소매부문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자동차부문과 비
슷한 비율의 소매판매가 비내구재인 식료품에서 발생하고 있고, 25.5%의 소
매활동이 내구소비재이지만 자동차보다 가격이 크게 낮은 가전제품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국 중 경제발전이 가장 늦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자동차부
문이 소매판매에서 가장 큰 비중(21.3%)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수치 면에
서는 싱가포르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자동차부문과 비슷한
비중이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특정 부문의 소매판매가 전체 소매를
주도하고 있지 않는 소매구조를 보이고 있다.

❚ 표 6-5. 3국의 3대 소매부문 비교(2008년) ❚
(단위: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부 문

비 중

부 문

비 중

부 문

비 중

자동차

40.9

식료품

41.8

자동차

21.3

식료품

30.9

가전제품

25.5

식료품

13.3

운동 및 여가 도구

8.7

자동차

19.8

가전제품

12.1

자료: 각 국가의 BMI(2009), Retail Report, Q4.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소매부문에 진출할 경우 싱가포르의 높은 1인당 국
민소득을 감안하여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내구소비재 또는 싱가포르 국
민의 여유 있는 생활을 반영하는 여가 및 운동 관련 제품부문 진출을 고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품종류 외에 상품판매매체도 싱가포르 국민의 높은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고급 백화점이나 하이퍼마켓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 투
자가 성공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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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보다 투자장벽이 높다. 그
리하여 우리 기업이 유통부문에 진출할 경우 말레이계 30% 지분참여의무와
까다로운 소매점의 위치, 공간, 허가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종류 선택 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싱
가포르 소비추세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 자동차나 전자
제품과 같은 내구소비재 상품부문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업의 이 부문 선점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3국 중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인도네시아이지만 많은 인구, 빠른 인구성장,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인도
네시아의 소매부문은 큰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정 상품이 소매부문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소매부문에 진
출할 만한 상품종류는 다양하지만 현재 말레이시아의 소매추세를 감안할 때
에 가전제품과 같은 저가의 내구소비재 및 식료품 부문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낮은 1인당 국민소득과 낙후된 운송인프라를 고려할 때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의 전망이 밝다.

3. 운송
3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가 456억 톤의 운송화물 톤수를
기록하며 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최근 5년 간 성장률은
말레이시아가 8.4%로 가장 빠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대비 수출입
비중이 높고 지리적으로 해운의 요지에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2008년 76%의
국내외 운송화물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도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국내기업보호정책으로 인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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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로 내륙수로 또는 해상을 통한 화물운송의 비중이 전체 화물운송의
40%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서부의 에너지시장이 개방되면서 세계 최
대 LNG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해상운송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표 6-6. 3국의 국내외 운송화물 규모 비교(2008년 추정치) ❚
(단위: %)

운송 수단
도 로
철 도
내륙수로
항 공
파이프라인
해 상
합 계

성장률 및 비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년 평균 성장률
총운송화물대비 비중
5년 평균 성장률
총운송화물대비 비중
5년 평균 성장률
총운송화물대비 비중
5년 평균 성장률
총운송화물대비 비중
5년 평균 성장률
총운송화물대비 비중
5년 평균 성장률
총운송화물대비 비중
5년 평균 성장률
화물 백만 톤수

5.9
11.8
6.4
4.6
n/a
n/a
12.3
0.4
6.7
7.1
8.2
76.0
7.8
29,714

7.5
39.5
10.1
4.6
7.7
7.8
9.5
28.7
7.6
4.2
9.0
15.3
8.4
31,100

5.7
40.8
1.4
7.5
9.0
11.4
14.2
6.7
7.0
4.3
n/a
29.31)
6.6
45,612

주: 1) 100%에서 모든 운송수단의 비중을 제하고 남은 수치이다.
자료: 각 국가의 BMI(2009), Freight Transport Report, Q4.

우리 기업이 투자할 만한 싱가포르의 운송부문은 해상운송이다. 택시를 제
외한 대중교통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항공운송은 국영항공사인 SIA와
SIA가 소유한 저가항공사 SilkAir가 항공운송부문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어서 이 부문으로의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
리적으로 해상운송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ASEAN의 역내외 무역량이 증가하
면서 싱가포르의 해상운송은 앞으로도 밝은 진출 전망을 보일 것으로 판단
된다.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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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은 해상운송이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세계교역 허브가 되기 위해 이웃국
가인 싱가포르와 경쟁을 하면서 항만시설을 증축 및 개축하고 있다. 또한 중
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석유․가스 수요 증가와 말레이시아의 석
유․가스 수출이 맞물리면서 이 상품 수출에 필요한 해상운송부문으로의 진
출 전망이 밝다.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운송부문 역시 해상운송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개방되고 경제성장
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
아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서부 에너지시장이
열리면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해상운송, 특히 에너지운송에 초점을 맞춘 진
출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

4. 통신
유선통신시장에서 3국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과거의 독점기업이 시장
개방 후에도 여전히 9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에는 SingTel, 말레이시아에서는 Telekom Malaysia, 인도네시아에
서는 Telkom이 이와 같은 독점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고정투자자본이 상
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시장구조가 과점 형태를 띠고
있어 SingTel Mobile, Starhub, M1이 싱가포르에서, Maxis, Celcom,
DiGi가 말레이시아에서, Telkomsel, Indosat, Excelcomindo가 인도네시아
에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유선통신보다는 늦게 보급되었지
만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을 보이고 있는 무선통신시장에서 3국의 무선
통신 보급률이 유선통신 보급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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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 측면에서 세 국가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모든
통신부문에서 압도적인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유선통
신 보급률은 38.4%인 데 비해서 말레이시아의 보급률은 15.9%에 불과하고,
무선통신 보급률도 싱가포르에서는 131.0%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수치
에 못미치는 100.4%이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GDP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4명 중 1명이 가입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1,000명 중 단지 6명만이 가입해 있다.
❚ 표 6-7. 3국의 통신부문별 보급률1)(2008년) ❚
(단위: %)

무선통신
3G 비중

국 가

유선통신

초고속인터넷

싱가포르

38.4

131.0

39.0

26.1

말레이시아

15.9

100.4

9.3

6.34

인도네시아

13.0

62.4

4.6

0.6

주: 1) 거주자 100명당 가입자 수로 구한 수치이다. 단 이용자는 가입자보다 많을 수 있다.
자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BMI(2009), Telecommunications Report, Q3; 인도네시아는 BMI(2009),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싱가포르의 통신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유무선통신보다 인
터넷 부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선통신부문에는 SingTel이 독점력
을 행사하고 있고 이 부문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무선통신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SingTel, M1, StarHub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기 때문
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좁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범도시차원의 차세대초고속네트워크는 1Gbps의 속도를 자랑하
고 유무선통신시장보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 부문에 진
출했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의 유선통신시장은 Telekom Malaysia가 독점하고 있고,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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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수요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통신부문의 진출 전망은 그다지 밝
지 않다. 무선통신시장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지
만 3G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킬 경우 투자가 성공적일 수 있다. 인터넷시장의 경우, 말레이
시아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사업(High Speed Broadband Project)을 Telekom
Malaysia에 수여하는 등 이 부문에서 Telekom Malaysia의 독점적인 위치
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지만 우리 기업이 급성장하는 인터넷서비스 수요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투자비용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 부문에 성공적으로 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통신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싱가포르나 말레
이시아보다 진출부문이 더 넓다. 비록 유선통신시장은 Telkom이 독점적인
위치에 있지만 무선통신시장은 아직 포화되지 않아서 SingTel이나 ST
Telemedia와 같은 싱가포르 기업, Telekom Malaysia와 Maxis와 같은 말
레이시아 기업, 홍콩의 Hutchison, UAE의 Etisalat과 같은 외국기업의 진출
이 활발하여 우리 기업도 이 부문에 진출할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시장도 미개척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
아를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주변지역으로 연결하려는 정부의 해저
케이블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부문의 투자 전망이 밝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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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서비스산업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는 이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2008년 싱가포르는 1인당 GDP 5만
347.1달러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5.6%였고, 이에 반해 같은 해 인도네시
아는 1인당 GDP 3,705.1달러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싱가포르의 서비스산
업에 크게 못미치는 38.3%를 기록하였다.31) 그러나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
비중에서 1인당 GDP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최근 수치와 비슷했던
시기에도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항상 50%를 초과하는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비교우위가 극히 낮은 도시국가의 특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경제성장동력의 핵으로 삼으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단
시기상 1인당 GDP가 높은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보다 이 정책을 더 일찍

31) 1인당 GDP는 ASEAN에서 제공한 구매력평가기준 명목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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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경
제성장의 주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1인
당 GDP에 따른 경제성장단계나 사회간접자본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인도네
시아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광물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산업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단계성을 보여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
은 거의 완전히 개방된 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에는 여전히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기조가 자리 잡고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인식되면서 세 국가 모두 제조
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 비교를 통
하여 각각의 발전단계를 간략히 파악하는 단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 3국의
주요 서비스산업인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
ASEAN 무역 및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ㆍASEAN
FTA 발효로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되는 금융, 유통, 운송, 통신 등의 서
비스산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상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 간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세 국가와의 교역에서 아직까지 상품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지
만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힘입어 향후에는 서비스 교역이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향후 ASEAN 지역의 서비스산업에 진출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ASEAN 국가 중에서도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입전략을 수립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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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 개관

1. 싱가포르
가. 무역
외화획득에 기여할 만한 천연자원이 전무하고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는 동
남아시아 교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성장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1993년 ASEAN 자유무역협정 서명 후 지금
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3개 교역국과 13개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싱가포르는 세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입절차는 세관이 관리하는 TradeNet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예
를 들어 TradeNet을 통하여 수출입 허가 등 전자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경
우, 과거 2~7일 걸리던 절차가 10분으로 줄어들었다.
신속한 수출입절차 외에 싱가포르 정부는 최소한의 수출입 규제만을 유지
하고 있다. 단 무기, 화생방 물질 등 전략상품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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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수출 시 면허가 필요하다. 이 외에 UN이 지정한 국가에 대한 무기 및
군사 관련 상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수입 역시 자유로워서 주류, 담배, 자동
차, 석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보안, 보건, 환경
또는 UN과 기타 국제협약의 이유로 제한된 극소수의 상품 외에는 수입규제
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자유무역지구
2008년 싱가포르의 재수출 비율은 총수출의 거의 절반인 48.1%를 기록
하였고 2009년 1분기의 재수출 비율은 50.2%로 전년동기대비 2.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리적인 특성상 재수출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에는 4개
의 해상운송지구와 1개의 항공운송지구 등 총 5개의 자유무역지구가 재수출
에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32) 이 지구에서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관세나 상품서비스세의 면제를 받고 기간의 제한 없이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이 아닌 한 세관의 허가 없이
환적의 목적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도 있다.
❚ 부표 1. 싱가포르 재수출비중 추이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1분기

2분기

3분기

2009년
4분기

1분기

총수출 382,532.0 431,559.2450,627.7476,762.2118,690.3 124,778.0 130,200.1 103,093.8 85,734.7
재수출 175,084.3204,181.2215,724.7229,144.2 56,730.0 60,467.5 60,841.5 51,105.3 43,049.8
기계 및
129,673.6149,124.2152,137.3153,905.6 38,755.0 38,937.3 41,031.2 35,182.1 28,076.1
운송설비
자료: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09),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32) 해상운송지구는 Keppel, Jurong, Sembawang, Pasir Panjang이고 항공운송지구는 Chang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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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 이전 40%에 달하
던 법인세율은 2003~04년 22%에서 2005~07년 20%, 2008년 18%까지 하
락하였고 2010년에는 1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2006
년 22%에서 21%로, 2007년에 다시 20%까지 내렸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정부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하락에 따른 세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
품서비스세율을 2004년 4%에서 5%로, 2007년 7월 1일부터 다시 7%로 상
향조정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율조정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외에도 무역, 투자, 금융
을 위해서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친화적 조세정
책으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의 80% 정도가 실질적으로 10% 미만의 세
율을 적용받고 있다.

❚ 부표 2. 싱가포르 정부운영비 구조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세수입

2008년

전체

1분기

2분기

2009년
3분기

4분기

1분기p

25,201.0 28,718.3 36,061.3 37,518.6 7,927.6

9,709.1 10,411.3 9,470.6

8,117.8

법인소득세

7,077.4

8,298.8

9,085.7 10,115.1 1,351.2

3,659.4

3,658.0

1,446.6

1,789.7

개인소득세

4,131.5

4,626.5

5,530.6

6,288.1

1,330.7

1,446.8

1,928.2

1,582.4

1,632.8

상품서비스세

3,814.9

3,960.1

5,612.3

6,632.1

1,514.6

1,767.7

1,841.5

1,508.3

1,369.2

기타 세수입

10,177.2 11,832.9 15,832.7 14,483.3 3,731.1

2,835.2

2,983.6

4,933.3

3,326.1

969.3

980.1

790.0

614.1

기타 수입

2,915.5

정부운영비
(세수입
+기타수입)

28,116.5 31,072.4 39,515.9 41,376.7 9,046.3 10,678.4 11,391.4 10,260.6 8,731.9

2,354.1

3,454.6

3,858.1

1,118.7

자료: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09),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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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쟁정책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발
효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은 2007년 7월에 발효가 완료되었고, 싱가포
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가 이 법을 관장하
고 있다. 경쟁법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계약, 시장점유를 남용하는 기업, 경쟁
을 저해하는 인수 및 합병을 금지한다. 이 법은 국가, 법정기관 또는 이를 대
표하는 기관의 활동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 통신, 방송
등의 산업과 우편, 수돗물, 버스 및 기차 서비스 등의 활동을 제외한 부문에
서 경쟁법이 과거 정부의 편익을 받은 정부연계기업(GLCs: GovernmentLinked Companies)에도 적용되어 싱가포르 내 공정경쟁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식재산권
혁신 증진과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목표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
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수
동적이어서 개인이 위조품을 찾아 고발한 후에야 정부가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경찰 내에 지식재산권보호부서(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 of the Police)가 위조품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특허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은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대해서
자문과 집행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의 결과 싱가포르의 저작권 침해율
이 2004년 42%에서 2008년 36%로 하락하였고, 싱가포르에서 특허와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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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신청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그림 1. 주요국 또는 지역의 저작권 침해율 ❚
(단위: %)

자료: Sixth Annual BSA and IDC Global Software Piracy Study(2009. 5), Business Software Alliance.

바. 투자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투
자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투자 비중
이 고정자산투자의 90%에 달한다.
산업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180억 싱가포르달러 고정자
산투자의 90.8%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분야별로는 화학(64.0%)과
전자(16.3%), 바이오메디컬(4.1%)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3)

33)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09),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First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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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별 투자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
메디컬 연구기관인 바이오폴리스(Biopolis)와 정보통신 및 방송 연구기관인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를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여 연구개발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05년에 iN2015 계획을 시작하여 세계 유
수의 IT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의료, 교육, 금
융, 운송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 정부부문 R&D 투
자 지출은 19.3억 싱가포르달러에 달하였다.

❚ 부표 3. 싱가포르 기관별 연구개발 지출 추이(GDP 디플레이터, 2000=100) ❚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1997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2,031.5

3,495.6

3,556.1

4,037.7

4,501.2

4,854.4

5,815.7

개인부문

1,268.8

2,147.1

2,161.2

2,574.6

2,977.7

3,190.9

3,885.3

공공부문

762.5

1,348.5

1,394.9

1,463.1

1,523.5

1,663.6

1,930.4

교

육

268.1

441.5

475.1

422.2

469.5

557.8

553.2

정

부

208.6

461.1

452.5

439.6

435.0

502.2

707.2

285.9

445.9

467.3

601.4

619.0

603.5

670.0

공공연구기관

자료: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2009), Yearbook of Statistics of Singapore.

2. 말레이시아
가. 무역 및 투자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
쟁력 확보이다. 이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자간 협정인 WTO 하에서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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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협정인 AFTA(ASEAN Free Trade Area)를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
에 힘쓰고 있으며 ASEAN 차원에서도 일본, 인도, 한국 및 중국 등과도
FTA를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무역과
관련 서류를 일원화하는 단일창구제(NSW: National Single Window)를 시
행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무역촉진과 함께 투자증진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을 전면 철폐하였다. 따라서 금융업과 유
통업 등 몇몇 서비스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는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관세 및 수입세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0년간 사치품 및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상품
을 제외하고 ASEAN 및 중국 등과의 FTA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현재 ASEAN 국가 내에서는 AFTA의 공동유효특세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riff)에 따라 97%에 해당하는 제품의 평균 관세율
이 2.9% 수준이지만, 2010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이 적
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도 FTA를 통해서도 보통품목(normal
track)은 2010년까지,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은 2018년까지 관세를 폐지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 추세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2001년 9.2%에서 2008년에는 8.4% 수준으로 하락하
였다.34)
수입세는 상품에 따라 0~50%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매년 예산안을 통해

34) 미국 통상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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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인하되고 있다. 2005년 예산안에서는 118개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하
향조정하고 27개 품목(펄프 등)에 대한 수입세를 폐지하였다. 2006년에도
51개 품목(대부분 종이와 섬유 및 몇몇 전자제품과 관련된)에 대해서
25~30%였던 수입세를 20~25%로 낮추었고, 2009년 예산안에서도 494개
관세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입세를 낮추거나 폐지하였다.
나아가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정조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일
부 또는 전면 면제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수
입하는 원자재 및 부품 중 수입세가 2%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해서 부분적
으로 면제되며, 무관세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및 장비에 대
한 수입세는 전면 면제된다.

다. 조세
말레이시아의 법인세는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다. 말레이
시아 정부는 2006년 28%였던 법인세율을 매년 1%포인트씩 낮추어 2009년
에는 25%까지 인하하였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법인세율이 파격적으로
낮은 국가에 비해서 말레이시아의 법인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말레이시아의 특성을 감안할 때 25%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소득세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35)의 연소득이 3만 링기트 이상
인 경우 소득에 따라 1~27%의 세율을 누진 적용하고, 거주하지 않는 개인
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수입에서 소득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소비세와 서비스도
말레이시아의 세수입에 기여한다. 1976년 소비세법(Excise Act 1976)에 따

35) 거주자 신분은 1967년 소득세법 제7절에 따라 체류기간이 1년에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을
과세대상 거주자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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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류 20%, 담배 25%,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75~105%의 소비세
가 부과되고, 컨설턴트, 변호사, 광고회사 등 서비스산업 제공에 대해서 5%
의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라. 외국인투자 정책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다. 2008년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 투자액
의 73.4%, 약 120억 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다.36)
전체 투자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분별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선진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의 이유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본집약적산업 및 고부
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적극 권장되고 있지만 노동집약적 및 저부
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9년 4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보건, 관광 등 27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말레이계 30% 지분조건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운송,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각종 투자에 대해 내외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면제
등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유인은 일정 조건에 맞는 투자를 하
는 경우 적용되어, 투자자는 △개척자의 지위(Pioneer Status)를 얻거나 △투

36) 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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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액 공제혜택을 받는다. 투자유인을 제공받는 투자에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기술집약적산업에 투자한 경우 △자본금이 60만 링기트 이하이며 말레이
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 경우 △유망 첨단기술로 인정받
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 등이다. 개척자의 지위를 받은 기업은 5년 동안
법정 과세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지급하고,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은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 지출에 대해서 법정 과세소
득의 7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표 4.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자유화 적용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

관광 서비스

운송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렌털 서비스
지원 및 보조
교통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컨설팅 서비스 등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 입력 준비 서비스 등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컴퓨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모든 수의사 서비스
양로원, 장애인 수용 시설의 복지 서비스
어린이 수용시설의 복지 서비스
장애인 데이케어를 포함한 어린이 데이케어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직업 갱생 서비스
테마 파크
컨벤션 및 전시회 센터(좌석 5,000석 이상)
여행사 및 여행 운영 서비스(목적지가 말레이시아여야 함)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4성 또는 5성 호텔에 한함)
음식 제공 서비스(4성 또는 5성 호텔에 한함)
호텔 내에서 소비되는 음료 서비스(4성 또는 5성 호텔에 한함)
C급 화물 운송
스포츠 이벤트 프로모션 및 기획서비스
지역 배급센터
국제 조달센터
경영 컨설팅 서비스(금융, 마케팅, 홍보 등)
기술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연안운송 금지와 역외 무역을 배제한 선박의 렌털 및 리스 서비스
선체 용선 계약 서비스
해양청 서비스
선박 구조 및 이양 서비스

자료: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MIDA), Invest in Malaysia, Liberalisation of the
Service Se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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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가. 투자환경 개선정책
1997~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하
였으나 세금 및 관세, 노동법 개정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
부정책에 의해 2005년 이후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늘
리고자 노력하였다. 2007년 4월 26일부터 적용된 신투자법을 통해서 내외국
민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각종 투자제한이 완화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기
업 설립 시 걸리는 시간이 30일로 줄어들었고 투자금지품목이 축소되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국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원자재 수입세,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나. 관세
198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낮고 균등한 관세부과정책을 시행
하여 관세부과품목 중 94%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10% 이하로 낮추었
고 나머지 6%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고
자 한다.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으로 현재 관세부과품목(import lines)의 70%
에 5% 미만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고 식료품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관세율
10%를 넘는 품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
아 정부는 AFTA의 공동유효특세관세(CEPT)에 따라 1995년 1월 이후
3,557개 품목의 5~45%였던 관세수준을 2.5%로 낮추었다. 그러나 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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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후에도 차, 전자제품, 섬유 및 화학 제품와 같은 351개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한
ㆍASEAN FTA 상품협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전체 품목의 90%에
달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으며, 나머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에 대해서는 3~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 조세
2008년 9월에 통과된 소득세법(Income Tax Law(17/2000))에 따라 인도
네시아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서 종전의 과세표준별 분리원칙에서 벗어나
2009년부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법인세의 경우, 5,000
만 루피아 이하에 10%, 1억 루피아 이하에 15%, 1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범위에는 30%를 적용하였지만 변경된 단일세율에 따라서 2009년에는 28%,
2010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소득이 40억~500억 루피아인 중견기업에는
14%, 연소득이 40억 루피아 이하인 소기업에는 0.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소득세율 역시 2009년부터 종전의 5단계에서
4단계37)로 과세구간이 변경되었고, 최고세율은 종전 35%에서 30%로 인하
되었다. 또한 해외로 송금되는 배당금이나 이자, 로열티에는 20%의 원천징
수세가 적용된다.

라. 수입제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은 정부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37) 5,000만 루피아 이하: 5%, 5,000만 이상 2억 5,000만 이하: 15%, 2억 5,000만 이상 5억 이하: 25%, 5억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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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무역 관련 조항 개정으로 수입허가제한과 특별
허가요구(special licensing requirements)와 같은 규제가 완화되어 1990년
수입면허제약을 받고 있던 1,112가지 관세부과품목이 2007년에는 141가지
로 감소하였다.38)
수입물품에 대한 정부의 허가뿐만 아니라 수입업자도 정부의 허가를 취득
해야 수입할 수 있다. 수입은 오직 국내기업 중 상공부(Ministry of Trade)
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하며, 의약품이나 식료품의 수입과 같이 보건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입장소에 대한 제한도 존재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신발류, 아동용 완구, 음식 및 음료, 의류 등은 등록된 수입업자에
한해서 Tanjung Priok(자카르타), Tanjung Emas(스마랑), Tanjung Perak
(수라바야), Belawan(메단), Soekarno-Hatta(자카르타 육상공항)의 5개 지정
항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 외국인투자 허가 및 금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석유와 가스, 금융 부문을 제외
하고 투자조정청(BKPM)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유․가스와 관련된 투자
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부문 투자에 대한 허
가는 재무부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진흥청 이
외에 통신부(Ministry of Telecommunications)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를 통해 몇몇 분야
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2007년 7월 발효한 제77/2007
호 리스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특정 제조업과 유통업,

38) 2008년 Foreign Trade Barrier에 관한 US Trade Representativ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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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무기산업 등 25개 분야이고, 313개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
업과의 합작 등의 형태로만 투자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투자 제
한 및 금지는 2007년 이후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리스트에 명
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투자 허용을 원칙으로 한다.

❚ 부표 5. 인도네시아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 ❚
외국인투자 금지분야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금지

외국인투자 금지

카지노 및 도박시설 관련 사업, 마리화나류 재배 및 가공,
해면동물 채취 및 이용, 해상교통 정보시스템,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주류업, 무선 부파수와 위성궤도 관측소 관리
및 운영, 라디오 및 TV 공영방송, 방사상 광물 채굴, 유적
및 박물관 등
무기 및 폭약, 주류 관련 도소매업, 사업 서비스 및 건설
컨설팅 서비스, 연금, 의료지원 서비스, 종합병원, 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 의약품 및 원재료 도매서비스 등
외국인투자 제한분야

외국인 지분율 제한

보험(80%), 제약(75%), 의료서비스(65%), 건설(55%),
전력 및 에너지(95%), 멀티미디어 전략 서비스(인터넷포함)
(49%), 공항(49%), 교육(49%), 운송업(49%), 방송
산업(20%), 은행(99%) 등

자료: EIU(2009. 5. 27), Invest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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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rvices Sectors
of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Kitae Sohn and Minhee Kim

When a country's per capital GDP increases, it is usually accompanied
by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country's services
industry in the economy as a whole. This is the pattern exhibited by
countries that this treatise examines in close detail; namely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Case in point, when Singapore's per capita GDP was
US$50347.1 in 2008, the proportion of Singapore's services industry to its
economy stood at 65.6%. Indonesia, on the other hand, had a per capita GDP
of US$3705.1 in the same year and the proportion of the services industry
was 38.3%, representing less than half of its economy and trailing far behind
figures for Singapore.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when Singapore's per
capita GDP were similar to Indonesia's current level, its services industry
consistently represented over 50% of its economy, mainly due to the fact that
Singapore is an urban city-state with extremely low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s for policies relating to the services industry, Singapore and Malaysia
were identical in that both countries designated high-value services industries
as one of their main vehicles for economic growth alongsid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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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ly difference being that Singapore initiated the policy earlier, as
Singapore's per capital GDP was higher during comparable periods. Ye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t present, is not making any earnest efforts to have
its high-value services industry assume the role as the engine of the country's
growth. The Indonesian emphasis o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nd
exploitation of mining resources instead of the services industry, is somewhat
justified in light of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its per
capital GDP or the level of Indonesia's social infrastructure.
The three countries are in different phases in terms of trade and
conditions for investment in the services industry; with Singapore's services
industry being nearly totally open to the outside world, as opposed to
still-substantial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Indonesia's services
industry. On the other hand, all three countries are exhibiting a common
pattern in that they are lowering their barriers in services as well a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response to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as the
firm basis of the global economy and recognition of the positive impact of
free trade upon economic growth.
This treatise evaluate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hree
countries(Singapore, Malaysia, Indonesia) through their services industries, and
takes the analysis a step further in order to elicit key points and facts that
will facilitate the entry of Korean firms into the various areas of the three
countries' services markets including finance,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Trade with the three countries already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n investment into and trade with ASEAN, and it is likely to
increase further when the Korea-ASEAN FTA goes into effect. This will
create synergy between the real and services trade, as Korea makes inroads
into services industries of the three countries in finance,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which also form an important part of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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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real trade is still predominant in trade between Korea and the
three countries, opening of the services industry is expected to bring about an
increase in trade in services. This would mean Korea's entry into services
markets in ASEAN is actually predicated upon a full understanding of the
services industries in ASEAN countries; and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services industries of the three countries(Singapore,
Malaysia, Indonesia) should be the basis for formulation of all entry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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